5월 1주 (2019.04.29~2019.05.05)

5월 1주 (2019.04.29~2019.05.05)

< STI 순위 >
1. 국민청원(청와대, 자유한국당, 해산)

- 8,999

2.UEFA챔피언스리그(축구)

- 6,264

3. A형 간염

- 3,962

4. 버닝썬 화장품(JM솔루션)

- 3,884

5. 근로자의날(휴무, 은행, 수당)

- 3,410

6. 빌보드 뮤직어워드(BTS)

- 2,875

7. 블루보틀(한국 상륙)

- 2,145

8.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

- 1,769

9. 교통상황(어린이날, 연휴)

- 1,506

10. 패스트트랙

- 1,301

* STI :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(분)을 지수화 하였으며,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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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

STI : 8,999

노출기간 : 5일

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장.
하루만에 50만 명이 자유한국당 해산에 동의.
자유한국당은 ‘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
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’고 지적.

STI : 6,264

노출기간 : 7일

유럽 축구 연맹(UEFA)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클럽대항전으로,
유럽 각국의 프로축구리그 우승팀과 상위팀들끼리 벌이는 축구대회.
경기일정 : 2018년 6월 26일 ~ 2019년 6월 1일

www.s-tree.co.kr

STI : 3,962

노출기간 : 3일

A형간염 감염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 유해으로 번질 조짐을
보이며, 지난 달 30일 현재 A형감염 환자는 3758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 수
(2436건)을 넘어선 상황.
특히 환자의 70%가 30~40대.

STI : 3,884

노출기간 : 3일

TV시사프로그램(그것이 알고 싶다)에 출현한 김상교씨가 버닝썬 여배우 언급.
일명 ‘버닝썬 화장품 여배우’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효주, 정은채 등 유명 배우들이
언급되며, 해당 배우들은 확산된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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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I : 3,410

노출기간 : 3일

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.
근로기준법상의 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
쉬는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을 뜻.

STI : 2,875

노출기간 : 2일

그룹 방탄소년단 ‘빌보드 뮤직 어워드‘(Billboard Music Awards) 2관왕.
지난 2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
BBMAs에서 ‘톱 소셜아티스트’ 부문과 ‘톱 듀오/그룹’ 부문에서

수상의 영예를 차지함.

www.s-tree.co.kr

STI : 2,145

노출기간 : 2일

커피계의 애플’로 불리는 미국 커피전문점 블루보틀이 3일 성수동에 1호점 오픈.
문을 연 오전 8시쯤에는 이미 200여명이 넘는 인파 몰려 개점전부터 인산 인해.
블루보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피 로스터 및
소매 업체로 해외 진출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성수동1가에 오픈.

STI : 1,769

노출기간 : 1일

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는 2017년 4월 개장과 신년맞이 불꽃축제에 이어
3번째 행사로,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돼 새로운 미래로 함께
가자는 동행(同行)의 의미를 담아 'GO. Together!＇라는 주제로 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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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I : 1,506

노출기간 : 2일

어린이날 고속도로 정체.
고속도록 교통상황, 어린이날 연휴 첫 날 맞아 도심을 벗어나는 나들이객이
증가하면서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.
고속도로 교통상황 및 주요도시 소요시간 안내.

STI : 1,301

노출기간 : 4일

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‘패스트트랙’(신속처리안건).
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·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29일
저녁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(신속 처리법안)으로 지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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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마루의 ‘에스트리’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합니다.
- 빅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
- 이슈 모니터링 및 리포트
- 인물 및 브랜드 평판 관리
-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키워드 발굴
- 캠페인 전후 분석 및 리포트

- www.s-tree.co.kr, info@s-tree.co.kr
- TEL. 02-586-1110
-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1344 동국빌딩 503호

